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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음악
평론

조선 가요에 반하여 반세기:

사이토 쇼지(齋藤晁司) 씨를 추억하며

박찬호(재일 가요 연구가)

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주막에

궂은 비 나리던 그 밤이 애 쿠려

능수버들 태질하는 창살에 기 어

어느 날짜 오시겠소 울던 사람아

1940년에 태평 코드에서 발매된 처녀림(處女林) 작사, 이재호(李在

鎬) 작곡의 <번지 없는 주막>. 이 노래는 백년설(白年雪)의 노래로 발매

되어 크게 히트했는데, <나그네 설움>[조경환(曺景煥) 작사, 이재호 작곡. 

같은 해 2월 신보]과 같은 계보의 히트곡이라 해서 ‘제2 <나그네 설움>’

이라고 불리기도 했다. 이 두 곡은 오래 애창되어왔으며, 지 껏 가장 

많이 불리는 노래로 손꼽힌다.

당  <번지 없는 주막>은 같은 해 6월 신보로 발매될 정이었던 

모양이다(김 도 편 , 유성기 음반 총람 자료집, 신나라 코드, 2000). 그

러나 검열에 걸려 지 당한 것 같으며, 3개월 후인 9월에 개사되고 

재등장했는데, 10월 신보 월보 고에서 ‘발 개정 임발반(發禁改訂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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發盤)’이라고 소개되었다.

종 에 이 노래가 발매 지 당했다는 을 한 바가 없던 필자는 

지 이유  가사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매우 알고 싶기도 하다. 더구

나 이 노래는 작사자인 박 호(朴英鎬, 처녀림의 본명)가 해방 직후 월

북했기 때문에 Ｂ면의 <산팔자 물팔자>와 더불어 다시 지당해야 했

다. 이뿐만 아니라 그 후 반세기 동안 몇 번이고 개사되었으며, 그때마

다 다시 녹음되고 새로 발매되는 얄궂은 운명을 거듭해왔다.

‘발 개정 임발반’ 고를 처음 본 것은 1988년  아직 강추 가 

심했던 무렵의 일이다. 사이토 쇼지(斎藤晁司)라는 일본인 조선 가요 

애호가 집에서 보았다. 사이토 씨는 1938년경 경성방송국(JODK)에서 

실황 계한 노래 로그램에서 고복수(高福壽)와 이난 (李蘭影)이 듀

엣으로 노래한 <신 아리랑>을 듣고 조선 가요에 반해버렸다. 이후 당

시 구에서 살았다는 삼 에게 오 코드 신보 음반을 매달마다 보

내주도록 부탁했다. 이 게 모아온 조선 음반은 무려 2백 장을 헤아렸

다. 그 에서 작사가 조명암(趙鳴岩)의 작품이 으뜸가게 많아, 가

요 범주에서 신보 음반의 90％를 차지했을 때도 있었다. 때문에 사이

토 씨는 ‘조명암은 복수 작가들의 공동명이 아닐까’라고 생각하기도 

했다.

조명암은 시인 조 출(趙靈出)의 필명  하나다. 그는 기타 김다인

이라는 필명으로 <낙화유수>, <고향설>, <고향 > 등 히트곡을 많이 

발표했으며,  이가실이라는 필명으로도 <진주라 천리 길>, <울어라 

은방울> 등 숱한 히트곡을 연발했다(다만 김다인은 박 호와의 공유설이 

유력하다).  ‘명암’은 원 지인 충남 아산군 탕정면 매곡리에 인 한 

명암리에서 딴 것 같다.

사이토 씨는 도쿄제국 학 출신의 스미토모(住友) 맨이었다. 어려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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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터 열 인 화 팬으로, 구경 못한 화 팸 릿은 다음 주 극장 

화장실에서 찾았다고 한다. 근  일본 능 역사에도 조 가 깊었으

며,  음반 수집량도 보통이 아니었다. 주요 곡은 두 장씩 구입했다고 

한다. “NHK에 <아카기(赤城)의 자장가> SP 음반을 빌려주었을 때엔 

아나운서가 음반을 무 난잡하게 다루었기에 깨질까  걱정스러웠

다”고도 했다. 만년엔 “회사에선 출세를 못했지만 외도에 몰두했기 

때문인지 동료들보다 오래 살았다”고 웃었다.

사이토 씨라는 인물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도쿄에서 열렸던 한국 

가요사 1895～1945 출 기념회 한 달 후인 1987년 11월 의 일이

었다. 신주쿠교엔(新宿御苑) 근방을 산책하던  우연히 멋지게 생긴 

자그마한 책방 하나를 발견했다. 끌려가듯 들어가서 먼  에 들어온 

것이 마니아를 상으로 하는 흘러간 노래 련 동인지 다. 많은 동

인지들  한 권을 손에 들고 보다가 한 에 정신이 빠질 정도로 경악

했다. 오카와(大川)라는 인물의 조선 가요에 한 연재물 제1회가 처음 

보는 <목포의 물> 가사지와 더불어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. 게다가 

기사 마지막에 “박찬호라는 사람의 한국 가요사 책이 출간될 것 같

으니 많이 기 하고 있다”라는 말까지 나온다.

곧 발행처에 연락해서 주소를 듣고 편지를 보냈으나 며칠 후에 되

돌아왔다. 그래서 그 방면의 정보에 밝고 가수 쇼오지 다로(東海林太

郞) 씨와도 가까웠던 음악평론가 모리 가즈야(森一也) 선생에게 편지를 

보내고 문의해보았다. 며칠 후 오카와는 필명이며 본명은 사이토 쇼지

라는 내용의 답서를 받았다. 모리 선생에게는 미리 출 에 해 이야

기한 바 있었다. 사이토 씨가 알아도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.

그해 12월, 도쿄 도시마쿠(豊島區) 다카마쓰(高松)로 사이토 씨를 찾

아갔다. 음반은 물론 가사지 등 자료들이 잘 보 되어 있었고 소장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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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음반 목록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. 허다한 자료들을 앞에 

보면서 필자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다. 보물이 태산 같구나!

그 후 도쿄에 갈 때마다 사이토 씨를 찾아가서 오 코드 이외의 

신보 목록도 보았다. 필요에 따라서는 복사도 부탁했으며 <연락선은 

떠난다> 등 음반도 몇 장이나 받았다. 그런 자료들 에 서두에서 언

한 발 개정 임발반 <번지 없는 주막> 고가 실린 월보가 포함되

어 있었다. 그러나 사이토 씨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 

복사하고 싶다고는 입에 올리지 못하여 메모만 했다. 후일 다시 한 

번 보고 싶다고 요청해보았는데,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.

1992년 2월, 안동림 청주  교수의 번역으로 된 한국 가요사 한
국어 이 암사에서 간행되었다. 그해 3월 들어 안 교수가 신나라

코드사의 이태규 문 부장을 동반하여 필자를 찾아 나고야에 왔다. 

신나라의 모체는 아가동산이라는 신흥종교이며 집단생활을 하면서 

농산물을 생산했다. 기성의 유통 시스템에 의거하지 않고 산지 직송 

방식으로 많은 이익을 거두었다며, 그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기 해서 

음반 산업에 참여했다는 설명이었다.

이 부장에 따르면 신나라에서는 종 에 소리 등 고 인 민속음

악의 SP 음반을 복각하거나 클래식 음악 CD를 제공해왔지만, 이번 

한국 가요사 1895～1945 한국어  간행을 계기로 하여 SP복각 CD

집 <한국 가요사>를 기획하고 있으니 력해 달라는 말이었다.

우리 집의 조선 SP 음반은 필자가 도쿄에서 한청(재일한국청년동맹) 

앙본부 상근으로 종사했던 1970년에 선친께서 모두 처분해버리고 

하나도 없었다. 1978년 이후 도쿄에서 친지들의 호의로 SP 음반을 입

수하게 되었는데 다 합쳐서 50장 정도 다. 기타 재일 코드사가 제

작 매했던 SP복각 LP를 수십 장 모았으나, 신나라의 요청에 답하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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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서는 사이토 씨의 력이 꼭 필요했다.

몇 달 후 비 오는 날 도쿄 이 부쿠로(池袋)에서 신나라의 이 부장 

 신 오 회장, 박 주 사장 일행과 만나 오후 6시경에 사이토 씨 

집을 찾아갔다. 사이토 씨는 필자가 미리 지정해놓았던 곡목들  

부분의 녹음을 마치고 우리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. 녹음 작업은 사이

토 씨 조카로 음악 크리에이터인 사이토 센이치(斉藤泉一) 씨가 맡아 

PC를 구사하며 DAT 테이 에 녹음했다. 센이치 씨는 SP 음반을 들으

면서 “이 가수는 지  얼굴을 마이크 왼쪽으로 돌리며 노래했다”라고 

말해, 깜짝 놀라기도 했다.

신나라에서 제작한 CD 집은 <유성기로 듣던 한국 가요사 1925 

～1945>란 표제로 같은 해 8월 15일에 발매되었다. 월북 작가의 작품

이 그 로 수록되었기 때문에 옛날 가사 그 로 불렸으니 반갑다는 

호평이었다. 다만 신나라에서 해설을 부탁받은 작곡가 황문평 선생의 

해설문이 친일 행  규탄 일변도 기 때문에 신나라가 수정을 가한 

데서 양자 간에 균열이 생겼다. 게다가 황 선생은 신나라가 월북 작가 

작품을 풀기 해 자신을 이용했다고 비난했고, 독자 인 루트를 통해

서 안기부와 거듭 충했다고 주장하는 신나라 측과는 끝내 화해를 

보지 못했다.

1993년 5월 필자는 나고야에서 야키니쿠 집을 개업했다. 사이토 씨

는 축하와 더불어 부인이 만든 자수화(刺繡畵)를 보내 왔다. 그러나 

이듬해 정월에 사이토 씨로부터 연하장이 오지 않았다. 이상해서 연락

해보니, 강추 로 건강을 해쳐 구 차로 병원에 갔는데, 복도에서 장

시간 방치된 채 기다리던  갑자기 용태가 변하여 그만 돌아가셨

다는 이야기 다.

사이토 씨 내외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다. 조선 SP 음반이 어떻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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될지 궁 하여 인수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부인의 감정을 

거슬려서는 안 되겠다 싶어 잠시 참았다. 결국 편지를 보내고 부조  

삼아 격 인 가격을 제시해서 인수하게 되었다. 기타 자료에 해서

도 요청해보았지만 고인밖엔 아무도 모르는 모양이었다.

후일 인사하러 찾아갔을 때 부인에게 서재를 보고 싶다고 부탁했으

나, 종 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는데 어느 연구자가 희귀한 자료 

몇 권을 훔쳐간 사건이 발생한 후 일체 거 하고 있다는 답이었다. 

필자도 자료를 다루는 입장이라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 그

만 물러섰다.

몇 년 후 부인이 보내오던 연하장이 끊어졌는데, 조카 센이치 씨에

게 부인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. 후일 부인이 돌아가셨다

는 연락을 받고, 당시 알게 된 서울의 연구자 이 희 씨와 함께 찾아가 

보기로 했다. 그래서 센이치 씨에게 연락을 했더니 “큰아버지 집은 

주차장으로 바 었다. 자료도 헌책방에 팔아 버리고 아무것도 없다”

는 답이었다. 

자료 속엔 센이치 씨 자신이 갖고 싶어 한 책도 있었던 모양이지만, 

자신이 외출 에 부친(사이토 씨의 동생)이 모두 처분해버렸다고 한다. 

이 씨에겐 사정을 설명해서 취소했다. 며칠 후 사이토 씨 집이 있었던 

자리에 혼자 찾아가서 묵념을 올린 다음 근처 조카딸 내외가 운 하

던 다방 ‘쇼팽’에 가서 인사를 나 었다.  돌아가는 길에 자료 처분

을 부탁했다던 헌책방에 들러서 오바타 미노루[ 畑実, 재일교포 유명 

가수로 본명은 강 철(康永喆)]의 SP 음반 몇 장을 구입했다.

사이토 씨가 별세한 지 22년 후인 2015년 9월, 서울의 이 희 씨에

게 태평 코드 1940년 10월 월보를 입수했다는 메일을 받았다. 첨부

된 월보를 보니 사이토 씨 집에서 손에 들었던 바로 그 월보 다. 이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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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사진 1> 태평 코드 월보

이 인연이란 말인가 싶어 기구한 운명의 만남에 감개도 한창 깊었다.

사이토 씨에게 생 에 받은 자료는 옛 가요 사랑모임 유정천리 등 

한국의 단체, 기 이나 연구자들에게 제공해 한국 가요 연구에 이바지

하고 있다.  2014년 1월, 사이토 씨 부인에게 인수받은 음반을 포함

해 SP 음반 약 250장, 500곡을 유정천리에 기증했다. 지  남아 있는 

SP 음반 약 50장도 언젠가 LP와 더불어 서울로 옮겨야 될 것이다. 

이들 자료가 리 연구자나 가요 애호가들에게 공개되고 많이 이용

된다면 더 이상 기쁜 일은 없다. 더군다나 그 음반에는 필자가 살아온 

인생의 모두가 담겨 있으니, 한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할 것이 아니라 

이에 심 있는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고 음원이 공유되기를 바란다. 

그러한 일을 유정천리가 해주었으면 좋겠고 해주리라 믿는다.

*투고: 2016년 11월 1일, 게재확정: 2016년 11월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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